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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터미널 또는 통신 서버는 일반적으로 여러 디바이스에 대해 대역 외 액세스를 제공합니다.터미널
서버는 라우터 또는 스위치의 모뎀 또는 콘솔 포트와 같이 다른 직렬 장치에 연결되는 고속 비동기
포트가 여러 개인 라우터입니다.

터미널 서버를 사용하면 단일 지점을 사용하여 여러 디바이스의 콘솔 포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터미널 서버를 사용하면 모든 디바이스에 대해 보조 포트의 모뎀과 같은 백업 시나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또한 터미널 서버의 보조 포트에 단일 모뎀을 구성하여 네트워크 연결이 실패할
때 다른 장치에 전화 접속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역방향 텔넷을 통해 다른 라우터의 콘솔 포트에만 액세스하도록 터미널 서버를 구성
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Reverse Telnet을 사용하면 텔넷과 동일한 디바이스에서 다른 인터페이스
에서 텔넷 연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역방향 텔넷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뎀에 대한 역방향 텔넷
세션 설정을 참조하십시오.

사전 요구 사항

요구 사항

이 문서에 대한 특정 요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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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구성 요소

이 문서는 특정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버전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표기 규칙

문서 규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isco 기술 팁 표기 규칙을 참조하십시오.

이 문서의 정보는 특정 랩 환경의 디바이스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이 문서에 사용된 모든 디바
이스는 초기화된(기본) 컨피그레이션으로 시작되었습니다.현재 네트워크가 작동 중인 경우, 모든
명령어의 잠재적인 영향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케이블 연결

Cisco 2509 - 2512 시리즈 라우터는 68핀 커넥터와 브레이크아웃 케이블을 사용합니다.이 케이블
은 각 68핀 커넥터에 8개의 RJ-45 롤드 케이블 비동기 포트를 제공합니다.(CAB-OCTAL-ASYNC 케
이블 핀아웃 참조) 각 RJ-45 롤드 케이블 비동기 포트를 디바이스의 콘솔 포트에 연결할 수 있습니
다.2511 라우터를 사용하면 최대 16개의 장치에 원격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또한 NM-16A 또
는 NM-32A 고밀도 비동기 네트워크 모듈은 Cisco 2600 및 3600 시리즈 라우터에서 동일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16 및 32-Port Async Network Module 이해 참조) 배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erial Cable Connection Guide 및 Console 및 AUX Ports Cabling Guide를 참조하십시오.

참고: 68핀 커넥터의 비동기 포트는 DTE(Data Terminal Equipment) 디바이스입니다.DTE에서
DTE 디바이스로 이동하려면 롤드(널 모뎀) 케이블이 필요하고 DCE(Data Circuit-Terminating
Equipment) 디바이스에는 스트레이트 스루 케이블이 필요합니다.CAB-OCTAL-ASYNC 케이블이
롤링됩니다.따라서 각 케이블을 RJ-45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디바이스의 콘솔 포트에 직접 연결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연결하는 장치의 콘솔 포트가 25핀 인터페이스(DCE)인 경우 연결을 완료하
려면 "모뎀"으로 표시된 RJ-45-25핀 어댑터를 사용해야 합니다("롤" 반대 방향).

다음 표는 Cisco 라우터 및 스위치의 콘솔 및 보조 포트에 대한 포트 유형을 보여줍니다.

인터페이스 유형 DB25 인터페이스 RJ-45 인터페이스
콘솔 DCE DTE
보조 DTE DTE

설계 전략

어디서든 터미널 서버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터미널 서버를 구성합니다.터미널 서버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려면 등록된 공용 인터넷 주소를 할당하고 방화벽 외부에서 서버를 찾습니다.이렇게 하면
방화벽 문제가 연결을 중단하지 않습니다.터미널 서버와의 연결을 항상 유지하고 연결된 디바이스
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보안에 관심이 있는 경우 특정 주소에서 터미널 서버에 대한 액세스만 허
용하도록 액세스 목록을 구성합니다.보다 강력한 보안 솔루션의 경우 RADIUS 또는 TACACS+와
같은 서버 기반 인증, 권한 부여 및 계정 관리(AAA)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AAA에 대한 자세한 내
용은 AAA(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nd Accounting)를 참조하십시오.

인터넷을 통해 기본 연결이 끊길 경우 터미널 서버의 보조 포트에서 다이얼 백업을 위해 모뎀을 구
성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모뎀을 사용하면 각 장치에 대해 다이얼 백업을 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터미널 서버는 비동기 포트를 통해 다른 디바이스의 콘솔 포트에 연결됩니다.모뎀을 AUX 포트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뎀 라우터 연결 안내서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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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default gateway 문을 사용하고 인터넷에서 다음 hop 라우터를 가리킵니다.이 명령을 사용하면
라우팅이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터넷을 통해 터미널 서버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정전 후 재부팅이 잘못되어 터미널 서버가 ROM 모니터(ROMMON) 모드에 있습니다.

구성

이 섹션에서는 이 문서에 설명된 기능을 구성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참고: 이 문서에 사용된 명령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찾으려면 Cisco CLI Analyzer(지원 계약 필요)를
사용하십시오.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이 문서에서는 다음 네트워크 설정을 사용합니다.

구성

이 문서에서는 다음 구성을 사용합니다.

Cisco 2511●

Cisco 2511

aus-comm-server#show running-config

!

version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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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timestamps debug datetime msec localtime show-

timezone

service timestamps log datetime msec localtime show-

timezone

service password-encryption

!

hostname aus-comm-server

!

enable secret  <deleted>

!

username cisco password <deleted>

!

ip subnet-zero

ip domain-list cisco.com

no ip domain-lookup

ip host 3600-3 2014 172.21.1.1

 !--- The host 3600-3 is connected to port 14 of the

comm server. !--- Ensure that the IP address is that of

an interface on the comm server. ip host 3600-2 2013

172.21.1.1 ip host 5200-1 2010 172.21.1.1 ip host 2600-1

2008 172.21.1.1 ip host 2509-1 2007 172.21.1.1 ip host

4500-1 2015 172.21.1.1 ip host 3600-1 2012 172.21.1.1 ip

host 2511-2 2002 172.21.1.1 ip host 2511-rj 2003

172.21.1.1 ip host 2511-1 2001 172.21.1.1 ip host 5200-2

2011 172.21.1.1 ip host 2520-1 2004 172.21.1.1 ip host

2520-2 2005 172.21.1.1 ip host 2600-2 2009 172.21.1.1 ip

host 2513-1 2006 172.21.1.1 ip host pix-1 2016

172.21.1.1 ! ! process-max-time 200 ! interface

Loopback1 ip address 172.21.1.1 255.0.0.0 !--- This

address is used in the IP host commands. !--- Work with

loopback interfaces, which are virtual and always

available. no ip directed-broadcast ! interface

Ethernet0 ip address 171.55.31.5 255.255.255.192 !---

Use a public IP address to ensure connectivity. No ip

directed-broadcast no ip mroute-cache ! interface

Serial0 no ip address no ip directed-broadcast no ip

mroute-cache shutdown ! ip default-gateway 171.55.31.1

!--- This is the default gateway when routing is

disabled. !--- For example, if the router is in boot ROM

mode. ip classless ip route 0.0.0.0 0.0.0.0 171.55.31.1

!--- Set the default route for the external network. no

ip http server ! line con 0 transport input all line 1

16 session-timeout 20 !--- The session times out after

20 minutes of inactivity. no exec !--- Unwanted signals

from the attached device do not launch. !--- An EXEC

session ensures that the line never becomes unavailable

!--- due to a rogue EXEC process. exec-timeout 0 0 !---

This disables exec timeout transport input all. !---

Allow all protocols to use the line. !--- Configure

lines 1 - 16 with at least transport input Telnet. line

aux 0 !--- Auxiliary port can provide dial backup to the

network. !--- Note: This configuration does not

implement modem on AUX port modem InOut. !--- Allow

auxiliary port to support dialout and dialin

connections.

 transport preferred telnet

 transport input all

 speed 38400

 flowcontrol hardware

line vty 0 4

 exec-timeout 60 0

 password <deleted>



login

!

end

참고:3600을 액세스 서버로 사용하는 경우 Cisco 3600 Series 라우터에서 How Async Lines are
Numbered in Cisco 3600 Series Routers의 행 번호를 참조하십시오.

명령 요약

ip 호스트:호스트 캐시에서 고정 호스트의 이름-주소 매핑을 정의하려면 이 명령을 사용합니다
.name-to-address 매핑을 제거하려면 이 명령의 no 형식을 사용합니다.

ip 호스트 이름 [tcp-port-number] address1 [address2...주소8]이름:이 필드는 호스트의 이름을
나타냅니다.이름 필드는 연결할 라우터의 실제 이름과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역방향
텔넷에서 사용할 이름을 입력해야 합니다.이 명령과 이름 필드를 사용할 때 원격 디바이스의 실
제 포트 번호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tcp-port-number:이 필드는 EXEC connect 또는 telnet 명령
과 함께 정의된 호스트 이름을 사용할 때 연결하려는 TCP 포트 번호를 나타냅니다.예제 컨피그
레이션에서는 역방향 텔넷을 사용하므로 포트 번호는 2000+라인 번호여야 합니다.주소1:이 필
드는 연결된 IP 주소를 나타냅니다.예제 컨피그레이션에서는 루프백 IP 주소를 사용합니다.

●

전송 입력:이 명령을 사용하여 라우터의 특정 라인에 연결할 때 사용할 프로토콜을 정의합니다.

전송 입력 {all | 마지막 | mop | 나시 | 없음 | 패드 | rlogin | 텔넷 | v120}모두:모두 모든 프로토콜
을 선택합니다.없음:None(없음)은 라인에서 어떤 프로토콜 선택도 금지합니다.이 경우 포트는
수신 연결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참고:  컨피그레이션 예에서 비동기 라인은 transport input
telnet 명령의 최소 컨피그레이션을 사용합니다.따라서 비동기 회선의 디바이스에 텔넷할 수 있
습니다.

●

텔넷:텔넷을 지원하는 호스트에 로그인하려면 이 EXEC 명령을 사용합니다.

텔넷 호스트 [port] [키워드]호스트:이 필드는 호스트 이름 또는 IP 주소를 나타냅니다.호스트는
ip host 명령에 정의된 이름 필드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포트:이 필드는 10진수 TCP 포트 번호
를 나타냅니다.호스트의 텔넷 라우터 포트(10진수 23)는 기본 10진수 TCP 포트 번호입니다.역
방향 텔넷의 경우 포트 번호는 2000+라인 번호여야 합니다.라인 번호는 컨피그레이션에서
1~16입니다.사용 가능한 라인을 보려면 show line EXEC 명령을 사용합니다.

●

활성 세션 간 전환

활성 세션 간에 전환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하십시오.

이스케이프 시퀀스 Ctrl-Shift-6을 사용한 다음 x를 사용하여 현재 세션을 종료합니다.1.
열려 있는 모든 연결을 표시하려면 show sessions 명령을 사용합니다.
aus-comm-server#show sessions

Conn Host      Address         Byte Idle  Conn Name

   1 2511-1    171.69.163.26   0     0     2511-1

   2 2511-2    171.69.163.26   0     0     2511-2

 * 3 2511-3    171.69.163.26   0     0     2511-3

참고: 별표(*)는 현재 터미널 세션을 나타냅니다.

2.

해당 디바이스에 연결할 세션(conn) 번호를 입력합니다.예를 들어, 2511-1 유형 1에 연결하려
면 연결 번호입니다.그러나 반환 키를 누르면 현재 터미널 세션에 연결됩니다. 이 경우 라우터
2511-3입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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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 세션 종료

특정 텔넷 세션을 종료하려면 다음 단계를 완료합니다.

이스케이프 시퀀스 Ctrl-Shift-6을 사용하여 현재 텔넷 세션을 종료합니다.참고: 텔넷 세션을 일
시 중단하기 위해 이스케이프 시퀀스를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일부 터미널
에뮬레이터 패키지에서 올바른 시퀀스를 보낼 수 없습니다. Ctrl-Shift-6, x

1.

열려 있는 모든 연결을 표시하려면 show sessions 명령을 실행합니다.2.
disconnect [connection] 명령을 실행하여 필요한 세션의 연결을 끊습니다.3.

다음을 확인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컨피그레이션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show ip interface brief:텔넷 세션에 사용하는 인터페이스가 작동 중인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문제 해결

이 섹션에서는 컨피그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문제 해결 절차

컨피그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

ip host 명령에 구성된 이름으로 선택한 라우터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 check:

포트 주소가 올바르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1.
역방향 텔넷에 사용된 주소(인터페이스)가 작동/작동 중인지 확인합니다.show ip interface
brief 명령의 출력에서는 이 정보를 제공합니다.루프백은 항상 작동하므로 Cisco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올바른 케이블 유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예를 들어 크로스오버 케이블을 사용하여 길이를 확
장하면 안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케이블링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3.

직접 연결을 테스트하기 위해 IP 주소 포트에 대한 텔넷 연결을 설정합니다.외부 디바이스와
터미널 서버 모두에서 텔넷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텔넷 172.21.1.1 2003입니다.

4.

대상 디바이스의 줄 아래에 transport input telnet 명령이 있는지 확인합니다.대상 장치는 터미
널 서버에 연결된 장치입니다.

5.

PC/dumb 터미널을 사용하여 대상 라우터의 콘솔에 직접 연결합니다.대상 라우터는 터미널 서
버에 연결된 디바이스입니다.이 단계에서는 포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연결이 끊어진 경우 시간 제한을 확인합니다.시간 제한을 제거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참
고: 인증 오류가 발생하면 터미널 서버가 첫 번째 인증(구성된 경우)을 수행하는 반면 연결을
시도하는 장치는 두 번째 인증(구성된 경우)을 수행합니다. AAA가 터미널 서버와 연결 디바이
스 모두에서 올바르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7.

관련 정보

모뎀-라우터 연결 가이드●

/content/ko_kr/support/docs/dial-access/asynchronous-connections/17719-9.html



   

모뎀에 대한 역방향 텔넷 세션 설정●

콘솔 및 AUX 포트에 대한 케이블 연결 가이드●

직렬 케이블 연결 가이드●

AAA(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nd Accounting) 제품 및 서비스●

다이얼 및 액세스 기술 지원 페이지●

기술 지원 및 문서 − Cisco Systems●

/content/ko_kr/support/docs/dial-access/dial-on-demand-routing-ddr/10202-chapter16.html#reversetelnet

/content/ko_kr/support/docs/routers/7000-series-routers/12223-14.html
/content/ko_kr/support/docs/routers/7200-series-routers/12219-17.html

/content/en/us/products/ios-nx-os-software/identity-based-networking-services/index.html
/content/en/us/tech/dial-access/index.html
//www.cisco.com/cisco/web/support/index.html?referring_site=bodyn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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